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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서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기반환경이 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. 이러한 센
서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IP 망과의 연동이 필수 적인 조건으로 부각되고
있다. 이러한 흐름에 맞춰 IEEE802.15.4 위에 TCP/IP 를 사용하기 위해 IETF 워킹그룹 6LoWPAN 이
만들어졌다. 본 논문에서는 IP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센서네트워크(6LoWPAN)에서 센서의 특성에 따
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요청하고 수집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.

1. 서론
센서네트워크는 다가 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사회
적 기반 환경이 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서, 이를
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시장 주조의 큰 변화를 주도할
기술이다. [1][2]
최근 센서네트워크는 센서들의 네트워크 구축에서
더 나아가 IP 네트워크와의 연동과 센서들의 이동성을
지원하는 기술들이 한창 연구 중에 있다. 이러한 관
점에서 6LoWPAN[3]은 IEEE802.15.4[4]위에 새로운 스
택을 정의하는 대신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사용하고
있는 TCP/IP 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
많은 응용계층의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기술을 그대로
센서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활발히 연구 활
동중인 IETF 워킹그룹이다.
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6LoWPAN 환경 센서네트워
크에서 센서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
으로 요청 및 수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.
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관련연구, 3 장에서 본
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을 설명하고 4 장에서 결
론을 제시하였다.
2. 관련연구

이 프로토콜은 기존의 IP 망에서의 서비스 발견프
로토콜인 SLPv2[6]를 6LoWPAN 환경에 맞게 불필요한
메시지와 기능들을 빼고 경량화시킨 프로토콜이다.
서비스를 제공하는 SA(Service Agent), SA 의 응답을 대
신 수행할 수 있는 DA(Directory Agnet), 서비스를 받
는 UA(User Agent)가 있으며 자신의 주소를 응답하여
위치를 알리는 프로토콜 이다.
본 프로토콜은 UA 가 SA 의 주소를 알 수 있지만
센서들의 기능에 따라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기
에는 무리가 따른다.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
성을 고려하여 센싱데이타를 요청하는 Attribute Based
Sensing Data Gathering Protocol(ADGP)을 제안한다.
3. 제안하는 ADGP 프로토콜
수 많은 센서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한정된 지역
에서 원하는 센서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에너지 및
센싱 데이터의 흐름의 혼잡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한
해결과제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.

- Simple Service Location Protocol(SSLP) [5]
6LoWPAN 에서 구동되는 서비스 위치 발견 프로토
콜로써 별도의 설정 없이 네트워크 내·외부의 서비
스(프린트, 전등)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
는 프로토콜로이다.
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
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" (IITA-2006(C1090-0602-0002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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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1) 온도 센서의 정보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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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 에서 한정된 지역에 온도센서, 진동센서, 압
력센서가 분포되어 있고, 이 지역을 관리하는 매니저
가 온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요청을 했을 때 이에
대해 온도 센서만 반응하여 자신이 센싱한 데이터를
매니저로 전달한다.
이것은 센싱한 데이터를 매우 잦은 주기로 싱크노
드에게 전달하는 일반 적인 센서네트워크 환경에 비
해 주기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3.1 기본 동작과정
기본 동작은 센싱한 데이터의 요청과 응답과정으로
이루어 진다. 병원을 예로 들면 의사는 환자들에게
부착된 온도센서, 심박수 센서, 압력 센서등 수 많은
센서들 중 온도데이터를 받기를 원할 때 그림 2 과
같이 환자의 현재 온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.
여기서 MR 은 Mobile Router 로써 PDA, Mobile Phone
등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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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4) ADGP 프로토콜 스택
ADGP 의 공통헤더 포멧은 그림 5 와 같다.

(그림 5) ADGP 헤더 포멧
PK_TYPE 은 PACKET_QUERY, PACKET_RESPONSE
등과 같은 형태가 되며 PK_ID 는 패킷의 아이디를 정
해줌으로써 무한 재전송 및 루핑에 빠지는 것을 방지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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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6)ADGP 페이로드
M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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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ribute
은
TEMPERATURE,
VIBRATION,
PRESSURE 등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, TASK 는
MONITOR, PARAMETER 는 TASK 의 정밀도 등을 나
타내며 ACCURACY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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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
Patient 3

(그림 2) 온도데이터 요청
이런 요청 메시지를 받은 센서들은 그림 3 와 같이
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들만 요청에 응답을 한다.

본 논문에서는 어느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센
서센서부터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원하는 센서들에
게만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얻는 ADGP 를 설계하였다.
이런 프로토콜을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간다면 병
원, 산업현장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
할 것으로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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